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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통하여 갈등 

해소와 평화 구축을 위한 기존의 관념과 전략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질서에 걸맞은 구상과 

정책들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가 평화와 공존을 길을 

같이 하도록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하는 것이 제주평화연구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

제주평화연구원은 비록 작은 규모로 출발하였지만 차별화된 연구, 활발한 출판사업,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경비즈니스의 싱크탱크 조사에서 최근 연속 우리나라 10대 

외교안보 싱크탱크로 선정되었습니다. 10대 외교안보 싱크탱크 중 평화연구기관, 그리고 

수도권 밖의 연구기관으로는 제주평화연구원이 유일합니다.  

―

이제 2018년 한 해 동안 저희 연구원의 노력과 시도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참고하고자 연차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연차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그 동안 저희 

연구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연구원의 활동과 사업을 알려드리고 

객관적인 평가와 사랑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내년에도 또 

다시 알찬 연구와 보람 있는 활동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새롭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제주평화연구원장   김 봉 현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의미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개최된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냉전의 마지막 잔재가 남아 있던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마침내 

냉전을 청산하고 평화와 공존의 길로 가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남과 

북의 정상들이 세 차례에 정상회담을 가졌고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앞으로도 정상 간의 대화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

대화는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에서 냉전을 해체할 새로운 지역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찾아온 평화와 공존의 역사적인 기회를 우리는 흘려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제주평화연구원은 2005년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세계평화와 한반도 

안정과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거하여 2006년 탄생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전기를 맞아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와 동북아가 평화와 공존을 위한 맡은 바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

제주도가 다가오는 탈냉전시대 동북아 평화 구축과 국제적 교류 협력의 장으로 역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의적 발상과 연구를 통하여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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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 창립총회 개최

02.28  제주국제평화센터 준공

03.10  국제평화재단 제1차 이사회 개최

03.24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09.21~23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기념 국제학술회의

04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부원장 면담: 유엔평화활동 아태센터 지원 협의 

06.21~23  제4회 제주평화포럼: ‘제주프로세스’ 촉구한 ‘제주선언문’ 채택 (2007. 06. 23)

07.01  제주평화헌장 제막식

10.16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26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공동워크숍: 동해표기확산전략 

11.30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통일문제연구협의회 공동학술회의

06.17~08.26  제주의 미래와 평화산업 워크숍(1차/2차)

07.17~11.29  제주프로세스 워크숍(1차/2차)

08.29  제주평화연구원 안보 전문가 워크숍

10.06  한태규 초대 원장 취임

10.17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1.13  제주평화연구원-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공동워크숍

03.20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 학술회의

08.11~13  제5회 제주평화포럼

09.17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21세기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09.25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0.16  제주평화연구원-외교통상부 공동학술회의: 소프트파워 외교전략

10.29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1.23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세미나

06.17~18  제주평화연구원-외교안보연구원 전시작전통제권 세미나 

06.24~25  제4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07.16  제1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 세미나

08.18  제주평화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청 공동세미나: 제주혁신도시 연계 발전 방안

08.31  제주평화연구원-상해국제우호연락회 공동학술회의

10.19  제5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22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1.03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세미나 

11.19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2.02  제주평화연구원-중국국제문제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3.18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 세미나

04.29  제주평화연구원-Pacific Forum CSIS 공동세미나

05.27~29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06.22~23  글로벌시대의 한국-몽골 협력 방안 세미나

07.15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 세미나

07.22  제주평화연구원-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7.28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11년도 제1차 공동세미나

09.30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0.06  제6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13~14  제8차 한-중동 협력포럼

11.18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1.25  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연구협의회 2011년도 제2차 공동세미나

12.02  제2차 제주평화연구원-21세기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2.09~10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방안 연구 세미나

12.20  제주평화연구원-히로시마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2.02  제주평화연구원-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동학술회의

02.07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21세기 정치학회-부경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공동세미나

02.16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대토론회

03.23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6주년 기념 세미나

05.31~6.2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06.12~13  제주평화연구원-국제안보정보센터 국제학술회의

06.28  제주평화연구원-서강대 SSK 연구팀 공동학술회의

07.13  제3차 제주평화연구원 재외동포학자 초청 세미나

08.13  제주평화연구원-한국슬라브학회 공동학술회의: 2012 한국-러시아 전문가 제주 포럼

08.23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09.20  제7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15  문태영 제3대 원장 취임

10.26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1.05  제4차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1.18  제9차 한-중동 협력포럼

11.29  제주평화연구원-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2.11  제주평화연구원-국립 싱가포르대학교 S.Rajaratnam 국제대학원 공동세미나

03.13  제주평화연구원-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워크숍

03.29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7주년 기념 [JPI 정책포럼] 기획 세미나

04.17  제주평화연구원-천진사회과학원 공동학술회의

05.02~04  제주평화연구원-국립외교원 공동학술회의

06.13  제주평화연구원-제2차 단국대학교 GCC 국가연구소 콜로키움

10.04  제주평화연구원- 제주대학교 MOU 체결 기념학술회의

10.22~23  제10차 한-중동 협력포럼

10.29~30  제8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1.15~16  제주평화연구원-한국유엔체제학회 공동주관 2013 동아시아 UN 세미나

11.21~23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중앙대학교 국가대전략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2.11  제주평화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 한중학술회의

12.13~14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2.18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협의 회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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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제주평화연구원-서강대학교 SSK 공동학술회의 

03.28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8주년 기념 세미나

04.09  3차 제주평화연구원 발전전략세미나 

04.11  4차 제주평화연구원 발전전략세미나 

07.04  제주평화연구원-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공동세미나

07.17  제주평화연구원-통일교육원(통일미래지도자) 공동워크샵

08.21~22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회의

09.12  북핵·평화 외교분야 연구·정책협의 회의

10.14~15  제9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24  2014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0.30  2014 제주평화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11.07  제주평화연구원-세종대 한국연구재단 공동연구과제팀 공동학술회의

11.14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SSK 연구팀 공동주최 학술회의

11.21~22  제주평화연구원-세종연구소 공동회의

02.09~10  제주평화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EU센터 공동학술회의 

02.25  제주평화연구원-아산정책연구원 공동워크숍

03.19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9주년 기념 세미나

05.08  한미 사이버안보 전문가 초청 라운드테이블

06.19  제주평화연구원-현대일본학회 공동주최 특별회의

07.08  통일부장관 초청 제주평화연구원 정책간담회

07.15  동북아평화협력구상회의

07.31  제주평화연구원 정책간담회

08.24  한일관계 현안토론회 

09.09  제10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09.17  해외학자 방문 세미나

10.26  제12차 한-중동 협력포럼

10.29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1.05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1.12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MOU 체결식 및 기념 워크숍

11.19  제주평화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공동워크숍

11.27  제주평화연구원-한국유럽학회 공동학술회의

12.15  제주평화연구원-국제안보교류협회 공동학술회의

12.21  제주평화연구원 학술 워크숍

02.15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공동정책 세미나

03.24  제주평화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세미나

03.31  제주평화연구원-한국해양전략연구소-제주대학교 공동주최 제주대학교 특강

04.01  제주평화연구원-한국해양전략연구소 공동주최 간담회

04.20  Uzbek-Korean Bilateral Seminar

05.31  제1회 제주평화연구원-이란정치국제문제연구소(IPIS) 공동회의

06.09  2016 제주평화연구원 학술 세미나

08.23~25  제주평화연구원-현대일본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08.23~25  Jeju Symposium for Promoting Renewable Energy in Japan and Korea

09.22  제11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07  2016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0.20~21 제주평화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동학술회의

10.28  제주평화연구원-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1.06~07  제13차 한-중동 협력포럼

11.09  제주평화연구원-통일교육원 공동워크숍

11.18  제주평화연구원 해외학자 간담회

11.21  서정하 제5대 원장 취임 

12.02  제주평화연구원-한국유럽학회 외 공동학술회의(“2016 한국유럽학회 연례학술회의”)

12.22  제주평화연구원-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공동학술회의

01.13  2017 JPI 신년 좌담회 

02.02  제주평화연구원-선문대학교 이슬람권사업단 공동 워크숍 

02.06  제주평화연구원-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MOU 체결 및 공동세미나 

02.14  제주평화연구원-NTU(싱가포르 난양공대) RSIS Roundtable

02.15  제주평화연구원-ICS Roundtable

02.20  제주평화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장모네 EU센터 공동세미나 

02.21~22  제주평화연구원-부경대학교 SSK 지역발전·지방정치모형구축 연구단 공동학술회의 

03.21  제주평화연구원-차하얼학회 업무협약(MOU) 체결식

06.09  제주평화연구원-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MOU 체결 및 공동학술세미나 

06.16  제주평화연구원-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권연구소 공동세미나 

07.06  제주평화연구원-한국외대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GCC-KOLAC) MOU 체결 협약식 

07.14  제주평화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09.05  제주평화연구원-중국 연변대학교 공동세미나

09.07  제주평화연구원-중국 요동대 조선반도연구소 MOU 체결식

09.07  중국 동북 3성 한국학자 간담회

09.26~27  제주평화연구원-ISRS-CIRS-DSC MOU 체결식 및 라운드테이블

10.18~19  제12차 제주평화연구원-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워크숍

10.20  제주평화연구원-분리통합연구회 공동학술회의

10.31  제주평화연구원-Kroc 연구소 오찬 간담회

10.31  제주평화연구원-Liu 연구소 간담회

11.03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1.08  제주평화연구원-통일교육원 공동워크숍

11.24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정기학술대회

11.24  제주평화연구원-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11.27~28  제14차 한-중동 협력포럼

12.15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국제심포지엄

12.17  제주평화연구원-마카오대학-한중싱크넷 공동학술회의

12.21  제9회 SSK 정책전문가 세미나

12.26~27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컨퍼런스

12.27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공동워크숍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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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04  제주평화연구원-선문대 정부간관계(IGR)연구소 공동학술세미나

01.12  제주평화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단 공동좌담회 

01.15  제주평화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장모네 EU센터 공동학술세미나

02.02  JPI 신년 좌담회

02.20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3.27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세미나

04.19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워크숍

04.20  제주평화연구원-세종연구소-중앙일보 공동 외교안보 간담회

05.24  제주평화연구원-북한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5.25  제주평화연구원-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공동학술세미나

07.13  권헌익 캠브리지대 교수 초청 공동 세미나

08.07  제주평화연구원-CENA 간담회

08.13  제주평화연구원-몽골과학아카데미산하 국제관계연구소 MOU 체결식

08.14  제주평화연구원-몽골 국립대학교 한국학자 오찬간담회

08.14  제주평화연구원-몽골전략연구소 간담회

08.28  제주평화연구원-판구연구소 공동학술회의

08.28  제23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08.30  제주평화연구원-복단대학교 한국학센터 공동학술회의

10.12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제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10.22  제주평화연구원-TUJ 라운드테이블

10.24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 주관 콜로키움

10.25  제주평화연구원-CICIR 간담회

10.31  제15차 한-중동 협력포럼

11.07  제주평화연구원-통일교육원 공동세미나

11.08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제6회 연례공동학술회의

11.12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국제심포지움

11.27  김봉현 제6대 원장 취임

11.28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 

12.07  제주평화연구원 기획학술회의

12.14  제주평화연구원-연세대학교 미래사업통합연구센터 공동 국제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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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제주평화연구원은 우선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특화된 연구기관,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

아를 대표하는 평화연구기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와 협력의 거점이 되는 국제적 연구기관

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원 역할의 성공적 확대와 성장을 위하여 제주평화연구원은 다양

하고 다층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대한민국 외교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연구기관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체 비전의 구심점이자 실천의 중심체로서,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하는 평화거점화 사업의 구심체로서 설립되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창출해 

확산·정착시키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평화 담론의 거점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창의적 연구활동 및 폭넓은 학술교류활동을 통하여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정착과 

협력증진을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평화연구원은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와 그 실천전략에 관하여, 다른 연구기관과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폭넓은 

평화 교류 및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설립취지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 동아시아 안보협력 및 다자협력 공동체에 대한 연구의 특화와 역내 평화확산과 

공동번영의 추구를 목표로 한다. 비영리 독립 민간 연구기관으로 출범한 제주평화연구원은 과학적 분석기법에 의한 

합리적 연구와 투명한 경영, 실천적 연구 활동으로 유사 연구기관과 차별화를 추구한다.

정체성

중앙정부/지방정부/ 
민간출연 연구기관

(기초연구 및 정책지원 연구)

비영리 독립 민간기관
(연구의 객관성 및 전문성 추구)

(신뢰구축과 다자협력을 

 위한 거대 탐구의 장)

동북아 평화·안보·경제
통합 추진동력

단기 중기 장기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담론의 중심

동아시아 평화논의 

발상과 실천의 허브화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과 이론을 

주도하는 연구기관

추진전략

 기금 규모 확대

 수익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수탁용역사업 확대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연구사업비 및 운영비 확보03

 평화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 확립 및 강화

 유사기관과의 차별화 및 특화 분야의 전문성 강화로 경쟁력 제고

 대내외 소요에 부응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역량 발휘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연구

01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제 유지

 개별 연구진의 독립적 연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연구 네트워크 구축

 연구 · 학술회의 · 네트워킹의 삼위일체화로 효율적 연구 성과 구축 및 활용

탄력적 연구연계 
체제 구축

02

안정적 
연구 여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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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정책연구

다자적 협력과 

평화안보를 위한 

이론연구

국내외 학술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국제 및 국내 

학술회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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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ute

원장

감사담당관

연구실

연구실

국제교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출간

학술회의 
기획조정실

 평화·안보·경제통합 영역에 대한 기초 연구 및 정책연구 수행

  중장기 특화사업으로 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추진

 비전통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연구분야의 지속적 발굴

 평화 관련 전문가 및 학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제주를 평화와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에 부응하여 제주와 

직항으로 연결되는 동아시아 주요도시의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확보

  실효성있는 국제협력을 위해 아시아, 북미, 유럽의 대표적 평화 관련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태평양 각국·각 분야의 고위급 인사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한 

상호협력 방안 모색

  국가정책 수립 및 제주도의 국제적 역할과 발전에 기여

  정부·민간 연구기관 및 기업·사회단체 참여 확대

  세계적 인지도를 갖춘 국가브랜드 국제종합포럼으로 성장추구

    온라인을 통한 출판물 배포로 연구원 홍보 극대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활용

  JPI 정책포럼, JPI PeaceNet, 연구사업보고서, 연구총서 등의 단행본 발간을 

통한 전문성 축적

    지속적 학술교류가 가능한 거점 연구기관을 선택, 학술회의 집중

    다년간 공동으로 연구세미나를 개최해온 성과를 확대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조직

    동아시아 다자대화 및 다자협력 구상을 위한 담론의 장으로서 지속 

가능한 국제회의 개최

지역통합연구부 

연구지원팀

회의팀

기획팀

행정팀

기획섭외팀

행정지원팀

평화협력연구부

분쟁해결연구부

전문성 강화 및 특화로 소수 정예화를 추구하며, 독자성과 창의성으로 

차별화된 지식과 정보를 창출

연구원 조직 기능

제주포럼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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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다자협력  
제도화 연구

정책연구사업 
및 출간사업

제4회 제주평화포럼(2007년 6월 21일~23일, 제주평화연구원 주관)의 제주선언문에서 채택된 제주

프로세스 구상은 제주평화연구원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정착, 동북아의 안보협력 및 경제통합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과 제주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해 형성된 

다자대화의 기반을 확대하고, 정례화하여 다자협력의 틀을 제도화하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학술회의의 지속적 추진

 국내외 연구기관과 ‘Joint Project’를 확대하여 다국적 담론의 장 구축

 전통 및 비전통 안보영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자협력 이슈 개발 및 정책 제안

JPI 정책포럼

 ‘JPI 정책포럼’은 동아시아 다자협력 및 평화네트워크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국제정세와 대외정

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및 정책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책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간물로 발행·배포하고 있다.

JPI PeaceNet

 ‘JPI PeaceNet’은 국제관계·평화연구와 관련한 정보교류 및 정책제안을 위하여 해외 및 국내 학자

들의 글로벌한 1.5 트랙 온라인 대화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 평화를 확립시키

고 평화 담론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다자안보협력, 한반도 평화 담론에 

관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국제관계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JPI 정책간담회

 ‘JPI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정치 및 행정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이슈 및 정책 포커스에 대하여 자유롭지만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

를 통하여 국제정치 및 국내정치 미래 아젠다를 개발하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및 동아시아 다자협력 실현을 목표로 실질적인 정책 제안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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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 2001년 ‘제주평화포럼’으로 출범하여 이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종합

포럼으로 성장하였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창의적 발상에 기초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역내 평화와 협력

을 위한 대화와 협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에 개최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호협력·발전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찾는 동시에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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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영” (2001.6.15~17)

   김대중 대통령, 윌리엄 페리 前 미국 국방장관 등 9개국 350명 참석

제2회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 도전과 새로운 비전”(2003.10.30~11.1)

    노무현 대통령,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前 러시아 총리 등 8개국 450명 참석

제3회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2005.6.9~11)

    이해찬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前 일본 총리 등 10개국 500명 참석

제4회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 유럽경험의 탐색”(2007.6.21~23)

    노무현 대통령, 가이후 도시키 前 일본 총리 등 13개국 500명 참석

제5회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2009.8.11~13)

    반기문 UN 사무총장, 한승수 국무총리, 존 하워드 前 호주 총리 등 13개국 650명 참석

제6회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2011.5.27~29)

     글로리아 마파카발 아로요 前 필리핀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자오지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주임 등 23개국 1,880명 참석 

제7회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2012.5.31~6.2)

     오무르벡 바바노프 키르키스스탄 총리, 폴 키팅 前 호주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 등 36개국 3,148명 참석

제8회  “아시아의 새로운 물결”(2013.5.29~31)

     정홍원 국무총리, 마하티르 모하마드 前 말레이시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前 일본 총리 등 49개국 3,672명 참석

제9회  “새로운 아시아 설계”(2014.5.28∼30)

     줄리아 길라드 前 호주 총리, 살람 파야드 前 팔레스타인 총리, 리자오싱 前 중국 외무부 장관 등 58개국 3,734명 참석

제10회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아시아를 향하여”(2015.5.20∼22)

     게르하르트 슈뢰더 前 독일 총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前 인도네시아 대통령, 후쿠다 야스오 前 일본 총리, 존 하워드 前 호주 총리, 

    조 클라크 前 캐나다 총리, 리샤오린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 등 62개국 3,788명 참석

제11회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2016.5.25~27)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황교안 대한민국 국무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 前 일본 총리, 마하티르 모하맛 前 말레이시아 총리, 

    짐 볼저 前  뉴질랜드 총리, 고촉통 前 싱가포르 총리, 엔리코 레타 前 이탈리아 총리, 홍용표 통일부장관, 조 케저 지멘스 회장, J.B. 

    스트라우벨 테슬라 모터스 공동창업자, 요한 갈퉁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PRIO) 창설자 등 68개국 7,436명 참석

제12회  “아시아의 미래 비전 공유”(2017.5.31~6.02)

     앨 고어 前 미국 부통령, 한승주 前 외무부장관,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前 인도네시아 대통령, 아니발 카바코 실바 前 포루투갈 

    대통령, 푼살마 오치르바트 前 몽골 대통령, 이홍구 前 대한민국 국무총리, 장 뱅상 플라세 前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 등 79개국 

    5,534명 참석

제13회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2018.06.26~06.28)

     이낙연 총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브라이언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등 71개국 5,556명 참석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일시	 2019년	5월	29일~31일

주제	 		아시아	회복탄력적	평화를	향하여:	협력과	통합		

(Asia	Towards	Resilient	Peac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결과

행사 개요

주제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 Reengineering Peace for Asia

일시 2018년 6월 26일(화) ~ 6월 28일(목)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후원 외교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파트너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국립외교원,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사이버법연구회, 한국국제정치학회, 김포시, 노트르담대학교 

크록국제평화연구소, 다마대학, 도쿄도윤리법인회, 동북아역사재단, 100년경영연구기구,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숭실대학교, 

아산정책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어도연구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제주4·3연구소, 제주관

광공사, 제주국제연수센터, 제주국제협의회, 제주대학교,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연구원, 제주올레, 통일연구원, 제주한라대학교, 

한국경제매거진, 한국고등교육재단, 한국과학기술외교클럽,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한국국방연구원, 한

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외교협회, 인간개발연구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일·일한의원연맹 

협찬  국민은행, 대한항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한라산, 한국관광공사 

 제13회 제주포럼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제주도에

서 열렸으며‘아시아의 평화 재정립 (Reengineering Peace for 

Asia)’을 주제로 71개국 5,556명의 참가자가 5개 분야 총 71개 회

의에 참여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개회식에 국내외 

현직 고위인사들이 대거 참석해‘글로벌 평화플랫폼’으로서 제

주포럼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올해 포럼에서는 첫째, 한반도 평화에 관한 집중 논의가 이루

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7일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한

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남북간 교류협력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대한 우

리 정부의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원희룡 조직위원장은 개회사

에서 제주도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후속 북미 정상회담 개최

지’로 제안하며, 평화를 향한 담대한 포부를 밝혔다.‘세계지

도자세션’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브라이언 멀로니(Brian 

Mulroney) 전 캐나다 총리, 후쿠다 야스오(Yasuo Fukuda) 전 일

본 총리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사회로 아시아의 평화 재정

립에 대한 비전에 대해 논의를 가졌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특보의 진행으로 필립 젤리코(Philip Zelikow) 버지니아대 석

좌교수와 닝푸쿠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 차석대표가 참

석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그리고 6월 

28일 특별세션에서 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호세 라모스 오

르타(Jose Ramos-Horta) 전 티모르 대통령의‘한반도와 동북아 

화해 및 평화 증진’에 대한 대담이 있었다.

둘째, 외교적으로 시의성 있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자유무역과 국

제화 효과를 분석한 공로로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뉴욕시립대 교수가‘글로벌무역전쟁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1998년‘한일공동파트너십 

선언’의 20주년을 기념하는 세션에서는 한일(일한)의원연맹 회장

단과 양국 국회의원 18명 등이 참석하여 한일관계 증진과 문화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국내외에서 많은 현직 고위 인사가 참석했으며, 특히 얼지

사이한 엥흐툽신(Ulziisaikhan Enkhtuvshin) 몽골 부총리, 올가 예

피파노바(Olga Yepifanova) 러시아 하원 부의장, 오드레 아줄레

(Audrey Azoulay)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 니킬 세스(Nikhil 

Seth) 국제연합훈련연구기구(UNITAR) 사무총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다수의 현직 고위 인사가 참석하여 포럼의 영향력 증대

에 기여하였다.

넷째, 대중 친화 세션과 행사가 확대되었다. 유엔난민기구 친선

대사로 활동중인 배우 정우성을 초청해 ‘난민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제와 블록체인과 암

호화폐에 관한 세션도 큰 관심을 끌었다. 프랑스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르 클레지오(J.M.G Le Clezio), 제주 올레길의 창시자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배우 문소리 등 제주도를 사랑하는 유

명인이 한 자리에 모여 제주의 역사, 문화, 삶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다섯째, 제주포럼 국제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포럼 사무국

은 국내외 전직 외교장관 4명 및 석학 8명이 참여한‘국제자문

위원회’를 발족해 의제의 시의성을 높이고, 포럼의 발전을 꾀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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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도자세션

 일시 및 장소 6월 27일 11:00-12:30, 탐라홀

  프로그램 주제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

 좌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기조연설 및 토론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기조연설 및 토론 브라이언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

 기조연설 및 토론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전체세션 Ⅰ

 일시 및 장소 6월 27일 09:00-10:00, 탐라홀

 프로그램 주제 글로벌 무역전쟁의 위험성

 강연 및 대담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2008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담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 전 통상교섭본부장

전체세션 Ⅱ

 일시 및 장소 6월 28일 10:50-11:40, 탐라홀

 프로그램 주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 :

  교육, 문화, 과학을 통한 다자협력 

 강연 및 대담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대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대담 박상미 한국외국어대 교수

전체세션 Ⅲ

 일시 및 장소 6월 28일 11:50-12:40, 탐라홀

 프로그램 주제 한반도·동북아 화해와 평화 증진 

 강연 및 대담 호세 라모스 오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 1996 노벨평화상 수상자

 대담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

제주평화연구원은 동아시아 다자협력 및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차별성을 갖춘 이론 및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는 연구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논리적 이론과 현실적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연구

 수요자의 요구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평화연구원의 정체성을 제고하는 연구

 외교정책의 장기적 비전을 준비하는 초당파적 연구

 외교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

구분 사업명 연구진 기간 비고

자체

연구과제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 공동연구 2018.01-12 공동연구

지역 간 주의와 Track II 외교: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 
한인택 2018.01-12 개인연구

ARIMA 시계열모형을 이용한 한미관계의 예측연구: 

2009-2014
이성우 2018.01-12 개인연구

 ‘지역 간 주의(Inter-regionalism)’의 성찰과 발전 전략: 

 동북아 공동체를 넘어 지역 간 주의로
도종윤 2018.01-12 개인연구

수탁과제

(학술회의 

및 연구)

동아시아 다자안보의 신뢰구축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 학술회의
이성우 2018.08-12

제기기관
:외교부

제15차 한-중동 협력포럼 기획 및 운영 한인택 外 2018.10-12
제기기관
:외교부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 한인택 外 2018.10-12
제기기관
: 외교부

 

2018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유럽에서는 분리주의와 우파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전후 국제관계

의 근간이 되어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합의가 세계도처에서 도전받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또 THAAD의 배치나 북핵 위협의 증가로 인해서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양자관계에 과부하가 걸리

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몇 년은 냉전의 종식 이후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긴장과 불확실성이 가

장 높은 기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2018년『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에서는 우

리나라와 주변국의 정책결정자, 전문가, 일반 국민들이 국제질서와 양자관계에 관하여 갖고 있는 

인식들, 특히 긴장과 불확실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공공외교나 대외정책의 수립과 집행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구현을 위한 함의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지역 간 주의와 Track II 외교: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 

신 남방정책, 신 북방정책 등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누가, 어

떻게 지역 간 협력을 견인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북아-동남아 지역 간 협력을 견인하

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싱크탱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아세안은 비전통 분야 안보에서부

연구과제

주요내용 및  

현황

자체연구과제

2018년 제주평화연구원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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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계층

과 행위자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아세안의 경

우 정책과정에서 Track II 행위자, 특히 싱크탱크 협의체인 ASEAN ISIS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의 싱크탱크와 ASEAN ISIS를 비롯한 아세안의 싱크탱크 간 협력을 증진하여 한-아세안의 싱크탱크가 

동북아-동남아 지역 간 협력을 견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RIMA 시계열모형을 이용한 한미관계의 예측연구: 2009-2014

한미관계는 한반도 안보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핵심 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국내의 국제정치

학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한미관계 연구의 중요성에 비해서 연구의 방법론은 주

요 사건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변화를 기준으로 사례연구의 전통적인 분석에 치중한 면이 있었다. 본 연

구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빅데이터 기법으로 축적한 GDELT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한 ARIMA 분석을 적용하여 한미관계의 경향과 예측을 경험적 연구이다.

미국의 對 한국 협력과 분쟁, 그리고 한국의 對 미국 협력과 분쟁을 포함한 4가지 시계열 자료를 활용

하여 사회과학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ARIMA모델을 통해 한미간의 협력과 분쟁의 증감에 대한 설명

을 제시하였다. 이미 종결된 한미관계에 대한 사후예측(post-diction)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제관계연구에 시계열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의 학문적 및 정책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분쟁 시계열의 분석에 있어

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분쟁은 당시 한미관계의 주요 현안인 전작권 연기와 사드배치 및 전투기 구매

와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적극적 관여정

책을 통해 동아시이에서 미국의 국익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분쟁의 여지는 

한국의 미국에 대한 분쟁의 여지 보다 훨씬 더 낮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지역 간 주의(Inter-regionalism)’의 성찰과 발전 전략: 동북아 공동체를 넘어 

지역 간 주의로 

2017년은 브렉시트와  아메리카 우선주의 슬로건으로 전후 국제질서를 유지하였던 자유주의적 국제주

의의 위기가 도래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우려하였다. 비록 우려했던 것만큼 자유주의의 위기가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국제질서의 방향이 무엇으로 그려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본 연

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타개할 새로운 조짐으로‘지역 간 주의(Inter-regionalism)’의 도래를 제안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그동안 지역 간 주의는 해외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아시아-유럽, 유

럽-아프리카, 유럽-남미 등 지역 공동체 간 협력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그 

실체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자세히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와 실천적 양축

에서 꾸준히 전개된 ‘동북아(Northeast Asia)’개념을 하나의 지역주의 형성의 초기 단계로 본다. 그리

고 동북아, 동아시아, 유럽, 아시아 태평양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협력 및 공동발전 사례를 의제하여 지

역 간 주의를 탐색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현(現)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신 

남방정책, 신 북방정책 등 지역 협력의 동력이 단지 국가 중심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 내

의 공통성과 관심을 응집하여 대외적으로 타 지역과 관계를 맺을 때 보다 발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

다고 주장한다.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축적되는 이론적, 경험적 자료는 학문적 기여는 물론이고 정부

의 정책 및 전략 수립 시에 참고 자료로서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아시아 다자안보의 신뢰구축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 학술회의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군사안보 분야에서 다자협력에 대한 필요성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

으로 평가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대결, 남북한의 대치구도, 한국과 일본 및 중국과 일본의 

역사 및 영토문제에서 해묵은 갈등이 상호신뢰의 수준을 확대하는 장애물로 작용했고, 이로 인해 

신뢰구축을 통한 다자안보협력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3개의 회의로 구성하여 각 세미나에서 동아시아 다자안보의 신뢰구축의 장애물에 대한 

논의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다자안보의 신뢰구축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5차 한-중동 협력포럼(The 15th Korea-Middle East Cooperation Forum)

한국과 중동은 1,200년이 넘는 교류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서로에게 불가

결한 정치적·경제적 파트너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과 중동 간의 문화적 교류도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 정세와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중동도 변화하고 있는 이 시

점에서 한국과 중동이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중동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의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수적이다. 한-중동 협력포럼은 한국과 

중동국가의 고위급 인사 간의 대화와 네트워킹의 장으로서 2003년에 출범하여 그동안 한국과 중

동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다. 

지금까지 14회의 한-중동 협력포럼을 통해 양측의 전·현직 고위인사, 주요 기업인, 전문가 등이 

한-중동 관계와 관련된 주요한 사안에 관하여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여 왔다. 제15차 

한-중동 협력포럼은 외교부 후원 하에 한국-아랍소사이어티(KAS), 제주평화연구원(JPI)의 공동주최

로 아부다비 에미리츠전략문제연구소(ECSSR)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4차 산업혁명 시대 한-중동 협력 파트너십(Korea-Middle East Partnership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대주제 아래 급변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에 

맞추어 한-중동협력의 패러다임을 업데이트하고 발전시키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였다. 3개의 세션

을 통해‘중동 지역 국가발전 전략과 한국의 역할’,‘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중동 경제협력’,‘한-아

랍 문화간 소통과 관용’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으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

2018년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은 트랙 1 및 트랙 1.5 차원(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회의로서 동 

구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향후 추진 어젠다 및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외교부가 후원하고 세종연구소와 제주평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2018 동북아평화협력포

럼」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역내 주요국(한·미·중·일·러·몽) 및 역외 대화파트너(호·

뉴·EU·ASEAN·OSCE)의 정부·기구 대표와 민간 인사들이 참석하여 ▲동북아 다자협력대

화, ▲초기단계에서의 신뢰구축조치 및 ▲‘동아시아철도 공동체’실현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

루어졌다.

수탁과제

학술회의 및 

연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보고서
(JPI Research Project)

JPI Research Project 29(2018-01)

지역 간 주의와 Track II 외교: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

1. 서론

2.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3. 지속가능한 신남방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4. 정부간 협의체와 민간 협의체의 협력사례

5. 싱크탱크를 활용한 한아세안 협력증진 방안

6. 마치며

JPI Research Project 30(2018-02)

ARIMA 시계열모형을 이용한 한미관계의 예측연구: 

2009-2014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한미 상호작용의 예측분석

IV. 결론

JPI Research Project 31(2018-03)

 ‘지역 간 주의(Inter-regionalism)’의 성찰과 발전 전략: 

동북아 공동체를 넘어 지역 간 주의로

I. 머리말 

II. 지역주의를 넘어 지역간주의로

III. 지역간주의의 실제 

IV.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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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시리즈
(JPI Research Series)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43

2018 JPI PeaceNet 시리즈: 2018 동아시아 평화

와 협력을 위한 대화. 2018년 온라인으로 발간된 

원고를 국·영문 합본 형식의 단행본으로 엮었다.

제1부 평창올림픽과 한반도

제2부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제3부 한국의 대외관계

제4부 주요국의 정치와 외교

제5부 지역협력과 지역간주의

제6부 외교의 새로운 영역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44

2018 JPI 정책포럼 시리즈: 2018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구상. 2018년 오프라인으로 발간된 

원고를 단행본을 엮었다.

제1부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제2부 동북아 비핵지대: 한계와 가능성 

제3부 동아시아 해양문제와 우리의 해양정책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45

2018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 

2018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과제로서 아래의 연

구진이 참여하여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 조사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장  이성우 정치권력의 변화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

내여론의 변화 추이의 상관관계: 2015 vs. 2017 

제2장   한인택 2018 제주포럼에 나타난 역내 엘리

트의 인식

제3장   도종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통해 본 정치지도자들의 관

심사와 변화의 추이

출간
사업

정기간행물

JPI 정책포럼 발간 현황(오프라인 국문 발간)

JPI 정책포럼

No. 제  목 저  자

1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미국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2
글로벌 안보 협력 파트너로서의 한국과 EU, 

위기관리활동을 중심으로(정치/안보) 
전혜원(국립외교원)

3 디지털 시대의 한-EU‘스마트 파트너십 구축’(과학기술/ICT) 김득갑(연세대학교)

4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과정에 있어 주변국의 역할과 전망: 중국 유동원(국방대학교)

5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우준모(선문대학교) 

6 2018 유럽 순방외교 이후의 도전과 과제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7 미국내 여론 동향과 대미 공공외교의 방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8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와 우리의 정책 대응 방안 김상규 (한양대학교)

9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분위기:

징용공 문제 관련 중앙 일간지 보도로 본 對韓 공론
고바야시 소메이(니혼대학교)

발간물 배포현황(2018년 12월 기준)

-JPI 정책포럼: 학계 및 정부 주요 부처, 유관기관 인사 780여 명 대상 우편 발송 및 10,000여 명 대상 전자메일 발송

-JPI PeaceNet: 국내외 정치학 관련 학자 및 전문가 10,000여 명 대상 전자메일 발송

JPI PeaceNet 발간 현황(온라인 국·영문 배포)

JPI PeaceNet

No. 제  목 저  자

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평가와 한반도 정세전망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2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중관계 발전방안 원동욱(동아대학교)

3 2017 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대한 논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4 간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무성(명지대학교)

5 만약 북한에서도 오(誤)경보가 발생한다면?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6
다시 중국으로 향하는 미얀마: 

동남아에서 중국의 입지는 강화되는가?
장준영(한국외국어대학교 벵골만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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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PeaceNet

No. 제  목 저  자

7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OSCE 모델의 유용성 이승근(계명대학교)

8 평창올림픽과 미국의 대북정책 김연호(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9 한반도 방정식: 미중관계와 한반도 평화 김태완(동의대학교)

10

The US-Taiwan Joint Military Exercise and its Policy 

Implication: A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Yu Max Tsung-Chi(Political Warfare Colleg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11
미국-대만 합동군사훈련의 정책적 함의: 

한-미 합동군사훈련과의 비교적 시각에서
Yu Max Tsung-Chi(대만 국방대학교 정치작전대학)

12 평창 이후 남북 교류협력 찾기: 협력안보와 평화공영으로 양길현(제주대학교)

13 'What If There Is A False Alarm In North Korea? Han Intaek(Jeju Peace Institute)

14 지역간협의체 아셈(ASEM)의 유용성에 대하여 박선희(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EU센터)

15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과 이후 전망 정영태(북한연구소)

16
강력한 지도자(strongman)를 바라는 강대국 

국내정치의 위험성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17
대선 이후 러시아 대외정책 전망: 

대미, 대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 
제성훈(한국외국어대학교)

18 성공적 핵무기 폐기 협상의 사례와 함의: 1987년 워싱턴 정상회담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19 동북아에서 지역 원자력 협력의 필요성과 한국의 역할 조은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 미러 외교관 추방의 정책적 함의와 국제관계 전망 고상두(연세대학교)

21  협상분석 틀을 통해 본 한반도 대화국면 이동휘(한국외교협회)

22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달성의 장애물과 전제조건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23
북한의 협상태도 변화를 통해본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전망 
문성묵(한국국가전략연구원)

24
한반도에 대한 중국인의 역사의식과 

중국의 현실적 대한반도 정책  
김진호(단국대학교)

25
평창올림픽 사이버 공격: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26
EU의 선도후보 선출 과정(Spitzenkandidaten Process) 

논란이 의미하는 것은?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27 협상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중재외교’ 이동휘(한국외교협회)

28 북미 싱가포르 회담에 있어서‘중국 요소’ 이성현(세종연구소)

29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EU의 평가와 

대 한반도 정책 전망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JPI PeaceNet

No. 제  목 저  자

30
How Diplomacy with North Korea Can Work: A Narrow 

Focus on Denuclearization Is the Wrong Strategy 
Philip Zelikow(University of Virginia)

31
South Korea in India’s Indo-Pacific Vision: Impressions 

post-Moon Jae-In’s Visit

Jagannath Panda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32
인도의‘인도-태평양’구상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 방문 이후의 인상 

Jagannath Panda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

33 한국과 미국의 정당정치의 재편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34
China and the Prospect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Zhiqun Zhu(Bucknell University)

35
북한과 어떻게 외교를 할 것인가:

비핵화에만 집중하는 전략은 잘못이다
Philip Zelikow(University of Virginia)

36 与北韩的外交之道: 只关注无核化非良策 Philip Zelikow(University of Virginia)

37
EU-Asia Interregional Cooperation: 

New Age Dawning

Steven Blockmans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38 한반도 비핵화과정에 따른 평화체제의 가능조건과 전망 황수환(고려대학교)

39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정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40 중국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 Zhiqun Zhu(Bucknell University)

41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인식전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42 Time is limited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Caroline Kearney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43
Historical Opportunity for OBOR and NAPCR's Strategic 

Connection
Jiao Shixin(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44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의 전략적 접근 이상만(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45
Japan’s Continuing Scepticism towards Korean 

Denuclearization
James D.J. Brown(Temple University Japan)

46
EU 대외관계, 문화접근법 변화에 따른 

한국의 문화교류 지역 허브로서의 전략
김새미(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47 ‘녹색 에너지 ODA’를 위한 동아시아-유럽 지역간 협력 윤석준(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8 ‘국민외교’의 출발과 가야할 길 김준형(한동대학교)

49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의 가능성과 전망: 비핵화, 납치

문제, 영토 그리고 역사인식의 고차 함수
김용민(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50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와 한반도 비핵화:

비핵화의 전망에 대한 wishful thinking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51 지속가능한 신남방 정책: 필요성과 방안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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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  목 저  자

52 하드웨어 해킹의 위협과 국제협력의 필요성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53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전망
홍양호(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장)

54
이란핵합의 파기와 미국의 선거정치:

북핵협상에의 함의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55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의 정책변화 및 

한반도 비핵화와 북일국교정상화에 대한 

일본의 정책전망

손현진(히로시마시립대학 평화연구소)

56
Achieving Peace and Stability:

Drawing Some Best Practices from Southeast Asia
Raymund Jose G. Quilop(De La Salle University)

57 한반도 정세의 전환과 비핵화 전망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58
북한 위성사진 분석의 과학과 정치학: 

삭간몰 미사일기지 논란
김연호(한미경제연구소)

59
화씨 11/9에 나타난 미국 국내정치를 통해본 

한반도 비핵화 전망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60 시진핑의‘변증법’적 사관으로 본 미중 무역전쟁 이성현(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

Jeju, Island of World Peace  뉴스레터 발간 현황 (온라인 영문·중문·일문  배포)

Jeju, Island of World Peace

No. 제  목 저  자

1
●제주도민이 만들어가는 평화, 그리고 세계평화의 섬 

세계평화의 섬 지정 13주년 기념 원희룡 도지사 축사
●이상봉(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2

 4·3 화해정신으로 남북 실타래도 풀리기를 

제주4.3사건과 여성

For Jeju natives, The Jeju Massacre is a living history 

양조훈(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유진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Darryle Coote (前 제주위클리 기자, 캐나다 출신 언론인)

3

제주4·3, 저항과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며

Violence and the state of nature: Jeju April 3 Uprising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과 제주 4·3

양정심(대진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 제주 4·3 제

70주년 범국민위원회 학술위원장)

Darren Southcott (제주대학교 초빙교수) 

조백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4 Community at Peace 권헌익(캠브리지대 트리니티 칼리지 사회인류학 석좌교수)

5
Address at the 13th Jeju Forum

Jeju Island and Its Ties with UNESCO

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6 종전선언과 제주도민이 느끼는 사회적 평화 조성윤(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평화연구소 소장)

 Jeju Forum Alumni Newsletter  발간현황 (온라인 영문 배포)

 Jeju Forum Alumni Newsletter

No. 제  목 저  자

1

 ●Exploring the Path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Jeju Forum 

정상외교: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 이후 전망은? 

- 회담의 목적과 역내 시사점 

주요 참여기관 소개(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2

 ●EU-Asia Interregional Cooperation: New Age Dawning 

동북아시아발(發)‘지역 간 협력 구상’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요 참여기관 소개(통일연구원, 일본 다마대학교)

●Steven Blockmans(벨기에 유럽정책연구센터 선임 연구위원)

3

●Jeju Forum at a Critical Moment for Diplomacy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아세안 협력 강화 

주요 참여기관 소개(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Jeffrey D. Feltman(前 유엔 사무차장)

Jeju, Island of World Peace

No. 제  목 저  자

7

●The‘Charlemagne Prize of the City of Aachen’and Jeju

평화도시 연대: 세계평화 확산을 위한 평화도시 간 협력체 구축 

제13회 제주포럼 세션 소개

●안병억(대구대학교 교수)

8

●The Jeju 4.3 Events and the Jeju Peace City Initiative: Which 

Aspects of the Jeju 4.3 Events Should Be Emphasized?

한반도를 위한 평화섬: 민간 차원의 6자회담국 문화 + 평화

교육과 관광 복지 제13회 제주포럼 세션 소개

●김헌준(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9

●Jeju - The First and Last Victims of Two Wars

화해와 상생, 행복에 이르는 제주의 길을 묻다 

제13회 제주포럼 세션 소개

●Glyn Ford(트랙2 아시아 소장, 전 EU 의회의원)

10

●Jinmen Island: The Island of Hot War, Cold War and Peace. 

외신이 본 4.3 

제13회 제주포럼 세션 소개

●장숙인(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11
济州4.3，勿忘抵抗且布满伤痛的历史

世界人权宣言 70周年和 济州 4.3事件 

양정심(대진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학술위원장)

조백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12
望能以4.3和解精神解决南北韩矛盾

济州4·3事件与女性 

양조훈(제주 4.3평화재단 이사장)

유진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3 终战宣言”和济州岛民感受到的社会和平 조성윤(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 평화연구소 소장)

14
终战宣言”和济州岛民感受到的社会和平

世界人権宣言７０周年と済州4·3 

양정심(대진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학술위원장)

조백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15
4·3和解精神で南北のもつれた糸が解けるように 

済州4·3事件と女性

양조훈(제주 4.3평화재단 이사장)

유진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세계평화의 섬, 제주’국제공론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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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  목 저  자

4

●Jeju Forum: A Personal Progression 

권력, 지정학 그리고 동북아 패권 경쟁

주요 참여기관 소개(동아시아재단, 코리아중앙데일리)

●Peter Hayes (노틸러스연구소 소장)

5

●After Another Successful Jeju Forum, What's Next? 

한반도 비핵화와 주변국 국제정치의 영향: 미일중러를 중심으로

주요 참여기관 소개

(제주대학교, 유엔훈련기구(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Patrick McEachern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

6

●Assembling the Jeju Peace Mosaic: Locating the Piece of Religion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노력: 회복적 정의와 평화교육

주요 참여기관 소개(세종연구소, 국제개발협력학회)

●Mahan Mirza (미국 노트르담대학교 크록 국제평화연구소 교수)

7

●Can Jeju Forum Win Over Detente’s Skeptics?: 

Invite Them to Find Out 

인도-태평양 구상의 지경학

주요 참여기관 소개(외교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Robert Kelly (부산대학교 교수)

8

 ● Ireland and the Devil’s Details!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주요 참여기관 소개(한국국제정치학회, 아산정책연구원)

●Glyn Ford (트랙2 아시아 소장, 전 EU 의회 의원)

9

●Valuing Exchange Diplomacy at Jeju Forum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공외교의 비전 및 전략 

주요 참여기관 소개 (국제교류재단, 한국국방연구원)

●Nancy Snow(일본 교토외국어대학 교수)

10

●Power, Geopolitics and Hegemonic Rivalry in Northeast Asia: 

Making Sense of the Challenges to Regional and Global Order

길 위의 사람들: 세계 난민 문제의 오늘과 내일

주요 참여기관 소개(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John Nilsson-wright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현대일본학 교수)

*‘제주포럼’실천공론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됨

 JPI PeaceTalk (“Jeju Tube”)  발간 현황 (온라인 영문 배포) 

 JPI PeaceTalk (“Jeju Tube”)

No. 제  목 참가자

1
 Denucleariz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for Korea

John Merrill (前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시아담당 국장, 

미 존스홉킨스 대 객원연구원) 

2  Denuclearization in East Asia & Inter-Korean Relation
Joseph Yun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고문, 

前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3  ASEAN Digital Economy & New Southern Policy Ravi Velloor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 부편집장)

4  ASEAN digital Economy & New Southern Policy
Dewi Fortuna Anwar 

(인도네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정치학센터 연구교수)

5  Indo-Pacifie Initiative & Denuclearization in East Asia
Shivshankar Menon (인도 중국연구소 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JPI PeaceTalk (“Jeju Tube”)

No. 제  목 참가자

6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 Multilateral Talks 
Patrick McEachern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

7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 Denuclearization and the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Zhao Tong(카네기-칭화 글로벌 정책연구소 연구원)

8  Denul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Glyn Ford(트랙2 아시아 소장, 전 EU 의회 의원)

9
 Denucl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Inter-Korean Relation
Jeffrey D. Feltman(前 유엔 사무차장)

10
 Future of the Economic Order in East Asia & the US-

China Relationship and Its Influence in Asia

David C. Kang 

(미 남가주대 국제관계, 경영, 동아시아언어문화학 교수)

11
 Inte-rregional Cooperation Initiative & the Future of 

Regionalism

Steven Blockmans 

(벨기에 유럽정책연구센터 선임 연구위원)

12  Inte-rregional Cooperation Initiative Leonard Edward(한-캐나다포럼 공동대표) 

*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및 제주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논의 등에 대한 주요인사 동영상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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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IGR)연구소 공동학술세미나 

일시 2018년 1월 4일(목) 9:30~14: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선문대 정부간관계(IGR)연구소

주제 다문화 국가의 사회융합을 위한 정책수단 및 갈등관리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권경득(선문대정부간관계연구소장)

고경민(제주대학교), 안영찬(정부간관계연구소), 오정은(IOM이민정책연구원)

이광원(정부간관계연구소), 임동진(순천향대학교), 임정빈(성결대학교)

하정봉(순천대학교), 허준영(한국행정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다문화 국가의 사회융합을 위한 정책수단”

오정은(IOM이민정책연구원)“프랑스 정부의 반이민정서 관리 정책 연구”

허준영(한국행정연구원)“시리아 난민사태와 유럽의 대응: 독일의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임정빈(성결대학교)“한국-캐나다 이민자 고용지원정책 비교 분석”

[제2세션]“다문화 국가의 사회융합을 위한갈등관리”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통일에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과 의미: 

                                게임이론을 이용한 설명”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교차점 찾기”

학술회의 
개최

국내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단 공동좌담회 

일시 2018년 1월 12일(금) 13:00~16: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단

주제 2018년 한반도 정세전망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이우영(SSK 남북한마음통합사업단장),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김갑식(통일연구원), 김성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2018년 한반도 정세전망”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사회분야”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경제분야”

김갑식(통일연구원)“정치분야”

[제2세션]“한반도와 주변정세 전망” 

제주평화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장모네 EU센터 공동학술세미나 

일시 2018년 1월 15일(월) 14:00~17:4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한국외대 장모네 EU센터

주제  EU-동아시아 관계: 지역간주의(Inter-regionalism)관점에서 (EU-East Asia Relations from 

Inter-regionalism Perspective)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김시홍(한국외국어대학교 장모네 EU센터 소장), 온대

원(한국외국어대학교, 2018 한국유럽학회 회장), 김봉철(한국외국어대학교), 강유덕(한국외국어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지역간주의와 유럽-아시아 관계”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지역간 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온대원(한국외국어대학교)“유럽과 아시아의 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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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김시홍(한국외국어대학교)“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NAPCR)와 EU의 역할”

김봉철(한국외국어대학교)“EU-ASEAN FTA”

강유덕(한국외국어대학교)“Inter-regionalism 관점에서 살펴본 EU의 대아시아 FTA 추진방향”

JPI 신년 좌담회 

일시 2018년 2월 2일(금) 15:00~17: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바라보는 2018년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변화의 시대로?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고성준(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 김장환(제주국제대학교),

강근형(제주대학교), 양길현(제주대학교), 장원석(제주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한반도”

고성준(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2018, 남북관계의 변화와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제2세션]“주변국”

김장환(제주국제대학교)“2018년 중국 정세 전망과 한중관계”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2018년 미국 내 대북정책 논쟁”

제주평화연구원-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8년 2월 20일(화) 13:30~18: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주제  동아시아 국가주권의 불완전성과 지역의 특수성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고바야시 소메이(니혼대학교), 신욱희(서울대학교), 민병원(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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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고려대학교), 신기영(오차노미즈대학교), 김애경(명지전문대학), 이정환(서울대학교)

장기영(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최경준(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허수진(서울대학교), 박소원(서울대학교), 오해연(서울대학교), 윤준일(서울대학교)

최유영(한양대학교), 강민아(이화여자대학교)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세미나 

일시 2018년 3월 27일(화) 14:00~16: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북한의 과학기술과 핵개발의 현주소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북한의 과학기술과 핵개발의 현주소”

제주평화연구원-통일연구원 공동워크숍 

일시 2018년 4월 19(목) 10:00~20: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통일연구원

주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실현 방안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이상현(세종연구소), 성기영(통일연구원), 박종철(통일연구원), 이금순(통일연구원)

임강택(통일연구원), 김수암(통일연구원), 전병곤(통일연구원), 박영자(통일연구원)

홍제환(통일연구원), 김현민(통일연구원), 서성곤(통일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이상현(세종연구소)“평화번영의 한반도 구상 실현을 위한 주변 환경 분석”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북한 비핵화와 동아시아 주변국 정세 전망”

[제2세션]

성기영(통일연구원)“남북정상회담 전망과 대응방향”

임강택(통일연구원)“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방안”

[제3세션]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북미정상회담 전망과 과제”

박종철(통일연구원)“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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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세종연구소-중앙일보 공동 외교안보 간담회 

일시 2018년 4월 20일(금) 15:00~18: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 중앙일보

주제 동북아 다자 협력, 현안과 전망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진창수(세종연구소장), 이상현(세종연구소), 이대우(세종연구소), 이면우(세종연구소), 우정엽(세종연구

소), 김민석(중앙일보), 남정호(중앙일보), 유상철(중앙일보)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남북-북미정상회담과 동북아 다자협력

[제2세션]

북한 비핵화와 다자접근

제주평화연구원-북한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8년 5월 24일(목) 13:30~18:3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북한연구소

주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정세 전망과 과제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전정환(북한연구소이사장), 정영태(북한연구소장)

최서영(북한연구소), 양운철(세종연구소), 김해원(북한연구소), 김희철(북한연구소)

김동규(북한연구소), 양태진(북한연구소), 임채욱(한국상징문화연구소장)

강태성(前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원기섭(북한연구소), 이진수(북한연구소)

조주연(북한연구소), 서유석(북한연구소), 한권희(북한연구소), 박영호(강원대학교)

Bob Franklin(한미연합사), Franklin Wilson(한미연합사), 이인희(한미연합사)

한기범(前 국정원 3차장), 김민석(중앙일보)

발표자 및 발표주제

박영호(강원대학교)“남북정상회담 주요 쟁점 분석 및 평가”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 전망”

제주평화연구원-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공동학술세미나

일시 2018년 5월 25일(금) 10:00~12:3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주제 중동의 평화와 예루살렘 논쟁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이종화(중동문제연구소)

김종도(중동문제연구소), 정상률(중동문제연구소), 임병필(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중동문제연구소), 김재희(중동문제연구소), 이도윤(중동문제연구소)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정상률(명지대학교)“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및 평화프로세스 평가와 예루살렘 주권 논쟁”

임병필(명지대학교)“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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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도(명지대학교)“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땅: 현대 소수 무슬림의 해석”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이스라엘의 대미영향력”

권헌익 캠브리지대 교수 초청 공동 세미나

일시 2018년 7월 13일(금) 14:00~18: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성균관대 프랑스어권연구소

주제 지역주의와 동아시아의 평화: 한국전쟁이 남긴 상처와 치유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권헌익(캠브리지대학교), 

조성윤(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장), 이지순(성균관대학교), 양정심(대진대학교), 박규현(성균관대학교 프

랑스어권연구소), 김영(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권연구소), 노란(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권연구소), 김다

혜(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권연구소)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냉전과 동아시아: 사회적 평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권헌익(캠브리지대학교)“Community and Society after the Korean War”그리고“The Lines of the Cold War”

[제2세션]“한국전쟁이 남긴 상처”

김영(성균관대학교)“한국전쟁 관련 프랑스 외교자료에 나타난 인권문제”

제23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일시 2018년 8월 28일(화) 13:30~18:3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밸류호텔 서귀포 JS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주제 새로운 한반도 평화·협력의 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주요 참가자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대진(성균관대), 탁용달(한국자산관리공사 통일자산연구센터),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황수환(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소),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김일한(동국대 

북한학교),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김일기(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종수(더불어민주

당), 나용우(통일연구원), 문인철(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은주(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박주화

(통일연구원), 박찬식(제주평화통일포럼), 박형준(선문대학교), 박호성(국제평화전략연구원), 송영훈(강

원대), 안지언(아트리서치랩 대표), 윤여령(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이상숙(국립외교원), 이운식(민주평

통 사무처), 이지순(서울대학교), 이창희(한반도평화포럼), 이현희(민주평통 사무처), 정대진(아주대 아

주통일연구소), 최순미(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한승대(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함규진(서

울교대 윤리교육과), 홍석훈(통일연구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한반도 평화시대를 향한 대내외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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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진(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한반도 평화체제와 국제 협력”

탁용달(한국자산관리공사)“평화통일 플랫폼으로서의 민주평통의 역할”

[제2세션]“新남북협력시대의 바람직한 교류협력 추진 방향”

황수환(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지방자치단체와 시민참여형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평화의 섬 제주와 남북교류협력”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제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일시 2018년 10월 12일(수) 10:00~18:00

장소 부산외국어대학교 트리니티관

주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주관 제주평화연구원, 부산외대 국제관계연구소, 단국대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팀, 정책연구원 풀울림

주제 동북아 신경제시대의 평화와 국제협력: 북한 비핵화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구축

주요 참가자

손기섭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장), 정기영(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이성수(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총

무이사),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차재권(부경대), 김진기(부경대), 김동하(부경대), 이향주(부경대), 이

홍종(부경대), 이기완(창원대), 손기섭(부산외대), 오사와 분고(치바과학대), 최희식(국민대), 전진호(광운

대), 이성환(계명대), 김창근(부산교육대), 신정화(동서대), 주민욱(이어도연구회), 정기웅(한국외대), 조

한승(단국대),  김학린(단국대), 임재형(단국대), 송종규(동명대),  강승우(쿠키뉴스)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신동북아시대의 정치이념과 정책방향

이향주(부경대학교)“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이념인가? 정책인가”

이홍종(부경대학교)“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의 보수주의”

[제2세션]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양자관계의 정책적 함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임재형(단국대학교)“동북아 국제질서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화지수”

정기웅(한국외국어대학교), 김학린(단국대학교) 

“동북아 국제질서에 있어 한미관계의 함의:  평화지수를 활용한 시계열분석”                           

주민욱(이어도연구회), 조한승(단국대학교) 

“동북아 국제질서에 있어 한중관계의 함의: 평화지수를 활용한 시계열분석”

[제3세션] 신동북아시대의 한일관계의 발전방향

전진호(광운대학교)“북일 국교정상화와 북한의 체제전환”

최희식(국민대학교)“한일관계의 현황과 미래 발전방향”

오사와 분고(일본, 치바과학대)“중국 시진핑정권 외교정책과 미중일관계” 

제주평화연구원 지역통합연구부 주관 콜로키움

일시 2018년 10월 24일(수) 15:00~17: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Brexit와 유럽연합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안병억(대구대학교)

제주평화연구원 - 통일교육원 공동세미나

일시 2018년 11월 7일(수) 16:00~17:30

장소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통일교육원

주제 현 대북정책 방향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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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가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김지영(통일교육원)

이미경(통일교육원), 차문석(통일교육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

차문석(통일교육원)“2018∼2019년 동북아 정치 공간에서 한국 대북정책의 위상과 위상학 ”

[제2세션]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2018-2019 한국의 대북정책과 비핵평화협정에 주변국의 역학관계”

제주평화연구원-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 제6회 연례공동학술회의

일시 2018년 11월 8일(목) 10:00~16:00

장소 제주대학교 진앙현석관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제주대 평화연구소

주제 남북관계의 미래와 제주의 역할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조성윤(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소장)

고충석(前 제주대 총장), 고은영(녹색당), 김태현(중앙대학교), 문영희(제주YWCA)

안병억(대구대학교), 오춘월(제주특별자치도), 이호철(인천대학교), 정진영(경희대학교)

정민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찬원(제주대학교),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남북관계의 변화와 미래”  

이호철(인천대학교)“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o Move It Forward” 

김태현(중앙대학교)“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변환”    

[제2세션]“제주사회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운드 테이블)  

제주평화연구원 기획학술회의

일시 2018년 12월 7일(금) 10:00~18:00

장소 서울 서머셋팰리스 호텔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명지대 중동문제 연구소

주제 지역간주의(Inter-regionalism)의 성찰과 발전전략

주요 참가자

김봉현(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고

주현(연세대 EU 센터), 김새미(한양대학교), 김인춘(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종도(명지대학교), 김형종(연

세대학교), 박번순(고려대학교), 이권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승근(계명대

학교), 이종하(조선대학교), 이효분(한국외국어대학교), 임병필(명지대학교), 장선화(한국외국어대학교), 최

경희 (서울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한-EU 협력 패널” 

이승근(계명대학교)“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OSCE모델의 적용 가능성” 

고주현 (연세대학교 EU센터)“한-EU 문화협력의 현황과 전망” 

김인춘(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노르딕(평화) 모델의 역사적·지정학적 형성 과 동북아 지역에의 함의: 지역 간주

의를 위한 시론” 

[제2세션]“한-중동협력 패널”

김종도(명지대학교)“한-중동 간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방안”

이효분(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중동 군사합력 현황과 전망”

[제3세션]“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패널: 한-아세안협력”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of Responsibility Conference”

최경희(서울대학교)“2019년 한-아세안 관계 30주년과 새로운 동아 시아 지역질서”

이종하(조선대학교)“한-아세안 개발협력의 현황과 전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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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제주평화연구원-CENA 간담회

일시 2018년 8월 7일(화) 12:10~14:0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Civil Education Network in Asia(CENA)

주제 동아시아의 평화연방 구상: 아시아 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

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김동춘(성공회대학교), 이대훈(성공회대학교), 박은홍(성공회대학교), 이

기호(한신대학교), Irawan Jati(Universitas Islam Indonesia, 인도네시아) Chen, Hsin-Hsing(Shih-Hsin 

University, 타이완), Ekraj(AMAN, 태국), Heiwa Kataoka(Waseda, 일본), 오오하시 마사아키(성심여자

대학교, 일본), 이영채(Keisen University, 일본), 서재정(前 존스홉킨스대 한국학연구소장, 현 일본그리

스도교대학 교수)

제주평화연구원-몽골과학아카데미산하 국제관계연구소 MOU 체결식

일시 2018년 8월 13일(월) 15:00

장소 몽골 국제관계연구소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몽골과학아카데미산하 국제관계연구소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양영식(제주평화연구원) 

J. Bayasakh(몽골 국제관계연구소장), Enkhbold Ikhbayar(몽골 국제관계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몽골 국립대학교 한국학자 오찬간담회

일시 2018년 8월 14일(화) 12:00

장소 몽골 서울레스토랑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몽골국립대학교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양영식(제주평화연구원) 

에르덴치멕(몽골국립대학교), 바트톨가(몽골국립대학교)

제주평화연구원-몽골전략연구소 간담회

일시 2018년 8월 14일(화) 14:00

장소 몽골전략연구소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몽골전략연구소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양영식(제주평화연구원) 

Dorjraa MUNKHTUR(몽골전략연구소), Bolor Zoright(몽골전략연구소)

Mendsaikhan(몽골전략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판구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8년 8월 28일(화) 10:00~12:30

장소 북경 판구연구소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판구연구소

주제 Establishing Security Confidence Building Mechanism in East Asia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 황지나(제주평화연구원), 이호철(인천대학교), 이상만(경남대학교)

박인휘(이화여자대학교), Patrick MCEACHERN(Wilson Center), Jagannath P. PANDA(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YI Peng(Pangoal Institution), SHI Yinhong(Renmin University), YUE 

Li(Pangoal Institution), ZHANG Tuosheng(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 ZHA 

Daojiong(Peking University), ZHU Feng(Nanjing University), AN Gang(Pangoal Institution), CHENG 

Xiaohe(Pangoal Institution), LIANG Yabin(Party School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P.C.)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Barriers in Confidence Building Mechanism in East Asia” 

ZHANG Tuosheng(Chin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Obstacles in 

Establishing SCBMs and Multilateral Security talk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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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휘(이화여자대학교)“Security CBM in Northeast Asia: North Korean Problem and Sino-US 

Relations”

ZHA Daojiong(Peking University)“Competition without Conflict: Security in the Asia Pacific”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The Paucity of Track 2 Diplomacy as a Barrier to Confidence Building in 

Northeast Asia”

Patrick MCEACHERN(Wilson Center)“No Plan B on North Korea”

[제2세션]“Pathways for Confidence Building Mechanism in East Asia”

이호철(인천대학교)“Practicing CBMs for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US Alliance Transformation and Regional Security Order” 

ZHU Feng(Nanjing University)“Trust-Building in East Asia: Fitting into New Regional Dynamics”

AN Gang(Pangoal Institution) “Disarmament and Changes in Asia-Pacific Security Situation”

Jagannath P. PANDA(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Post-Panmunjom Balance of 

Power and CBMs: Critical and Non-Critical Perspectives”

제주평화연구원-복단대학교 한국학센터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8년 8월 30일(목)

장소 상해 복단대학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복단대학교 한국학센터

주제 Establishing Security Confidence Building Mechanism in East Asia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기지윤(제주평화연구

원), 황지나(제주평화연구원), 이호철(인천대학교), 이상만(경남대학교), 김진호(단국대학교),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James D.J. BROWN(Temple University, Japan Campus), ZHENG Jiyong(Fudan 

University), SONG Guoyou(Fudan University), LI Kaisheng(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 

GONG Keyu(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XUE Chen(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Barriers in Confidence Building Mechanism in East Asia”

SONG Guoyou(Fudan University)“Trans-Pacific Trade War and 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이상만(경남대학교)“Some Problems of the Barriers in Confidence Building Mechanism in East 

Asia”

GONG Keyu(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Confidence Building Mechanism in East Asia”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The Paucity of Track 2 Diplomacy as a Barrier to Confidence Building in 

Northeast Asia”

James D. J. BROWN(Temple University Japan)“The Positions of Russia and Japan Regarding 

Korean Denuclearisation Talks”

[제2세션] “Pathways for Confidence Building Mechanism in East Asia”

LI Kaisheng(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Korean Nuclear Issue: How to Catch the Only 

Opportunity of Creating Regional Security Institution in East Asia”

이호철(인천대학교)“Practicing CBMs for the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XUE Chen(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Confidence Building Measures under a 

Possible US-DPRK Reconciliation and Denuclearization in Suspension”

기지윤(제주평화연구원)“US Alliance Transformation and Regional Security Order”

김진호(단국대학교)“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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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TUJ 라운드테이블

일시 2018년 10월 22일(월) 18:00~20:00

장소 Temple University Japan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Temple University Japan(TUJ)

주제 Establishing Security Confidence Building Mechanism in East Asia: Prospects and Tasks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James D. J. BROWN (Temple University Japan), 

TOGO Kazuhiko (Kyoto Sangyo University), WATANABE Takeshi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Japan)

제주평화연구원-CICIR 간담회

일시 2018년 10월 25일(목) 10:20~13:30

장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China Institute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CICIR)

주제 South Korea-China Relations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고정선(제주평화연구원), 황지나(제주평화연구원), 안광덕(통일연구원), 선종찬(통일연구원), Hu 

Jiping(Assistant President of CICIR) , Liu Chong(Deputy Director of Institute of Arms Control and 

Security Studies), Chen Xiangyang(Associate Research Professor of the Division for Korean 

Peninsula Studies ), Yan Zeyang(Assistant Research Professor of the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Wang Jie(Assistant Research Professor of the division for Korean peninsula studies) 

제15차 한-중동 협력포럼

일시 2018년 10월 31일(수) 09:00~15:00

장소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에미리트 전략문제연구소(ECSSR)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The Korea-Arab Society

주제 Korea-Middle East Partnership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주요 참가자

김진수(한국-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 Jamal Sanad Al Suwaidi (Director General, The 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 이태호(외교부 제2차관), Mohamed Bin Huwaidin 

(Chair, Dept. of Political Science, UAE University), Khaleefa Al Mansouri (Undersecretary, 

Department of EconomicDevelopment-Abu Dhabi, UAE), 박헌주(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치대학원 

교수), Mohammed Bin Saeed (Strategic Partnerships Director, Korean Partnership Team,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Saudi Arabia), Abdulla Al-Suwaidi (Acting Assistant Deputy Director 

General for Scientific Research, ECSSR), 김상훈(산업연구원 해외산업연구실장), Mohammed Al 

Majed (Senior Advisor to the Chairman of Board of Taqnia, King Abdullah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KACST, Saudi Arabia), Atraf Shehab (Director, Future Department, Ministry of Cabinet 

Affairs  and the Future, UAE), 이승주(중앙대학교 교수), Jane Bristol-Rhys (Professor, Zayed 

University, UAE), Ahmad Y Majdoubeh (Professor & Vice President for Humanities, University of 

Jordan, Jordan), 엄익란(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연구원), Michael Allen (Assistant Provost for 

Faculty Affairs and Research, Zayed University, UAE),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Envisioning Korea’s Role in Strategic Visions of the Middle East Countries”

Khaleefa Al Mansouri(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Abu Dhabi, UAE)

박헌주(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Mohammed Bin Saeed(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 Saudi Arabia)

[제2세션]“Promoting Korea-Middle East Economic Cooper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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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산업연구원 해외산업연구원장)

Mohammed Al Majed(King Abdullah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Saudi Arabia) 

Atraf Shehab(Ministry of Cabinet Affairs and the Future, UAE)

이승주(중앙대학교 교수)

[제3세션]“Inter-cultural Dialogue & Tolerance”

Ahmad Y Majdoubeh(University of Jordan, Jordan) 

엄익란(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연구원)

Michael Allen(Zayed University, UAE)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국제심포지움

일시 2018년 11월 12일(월) 10:00~17:00

장소 서머셋 팰리스 서울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아세안 협력 잠재력 실현 

주요 참가자

서정하(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도종윤(제주평화연구원), 

이선진(서강대학교/前 주인도네시아 대사), 정해문(前 주태국 대사),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최원기

(국립외교원), 박번순(고려대학교), Evan Resnick (RSIS, NTU, Singapore), Zhang Baohui (Lingnan Uni.),  

Hu Weixing (Hong Kong Uni.), John Delury (Yonsei Univ.),  Kobayashi Somei (Nihon Univ.), Nguyen Duc 

Chinh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Harris Zainul (ISIS Malaysia), Rajiv Kumar (HUFS), Thomas 

Kalinowski (Ewha Univ.)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Us-China Rivalry: Implications for New Southern Policy”

Evan Resnick (RSIS, NTU, Singapore)“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책: 미래로의 회귀”

Zhang Baohui (Lingnan Univ.)“새로운 냉전과 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Hu Weixing (Hong Kong Univ.)“미중경쟁: 한국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2세션]“Security Cooperation”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신남방정책하에서의 한-아세안 안보협력”:  네트워크, 다자주의, 제도

Nguyen Duc Chinh(Diplomatic Academy of Vietnam)“한-아세안 안보관계: 비전통적인 안보협력 강화”

[제3세션]“Economic Cooperation”

박번순(고려대학교)“한-아세안 경제협력과 증진”

Harris Zainul(ISIS Malaysia)“한-아세안 경제협력”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09:00~18:00

장소 서울 포시즌스 호텔

주최 세종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

주제  동북아 평화·번영으로의 길

주요 참가자

백학순(세종연구소장), 이태호(대한민국 외교부 제2차관), 김봉현(제주평화연구원장), 김기정(연세대

학교), 김준형(한동대학교),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존 델러리(연세대학교), 니클라스 스완스트

롬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소장), 알렉세이 드로비닌(러시아 외교부 대외정책기획국 부국장), 비암

바수렌 엔크바이갈리(몽골전략연구소 장), 마리에타 쾨니그(OSCE 사무국 대외협력관), 파스칼 베네송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교수), 레 반 방(前 주미국베트남대사), 임강택(통일연구원), 마크 내퍼(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신범식(서울대학교)

발표자 및 발표주제

[제1세션]“Multilateral Cooperation Dialogues: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

John DELURY(Yonsei University GSIS), Niklas SWANSTROM(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Alexey DROBININ(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ussia), Byambasuren ENKHBAIGALI(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of Mongolia), XIN Qiang(Fudan University), 홍규덕(숙명여자대학교), KIKKAWA 

Gen(Hiroshima Peac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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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Regional Security: A Safer Northeast Asia, A Safer World”

Marietta KoNIG(Office of the OSCE Secretary General), Pascal VENNESSON(RSI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LE Van Bang( Former Ambassador of Vietnam to the United States), 김

진아(국방연구원), XUE Chen(Shangha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3세션]“Economic Connectivity: Connecting the Korean Peninsula to the World”

임강택(통일연구원), Marc KNAPPER(U.S. Department of State), 신범식(서울대학교), ZHENG 

Jiyong(Fudan University), Christopher DENT(Edge Hill University), Shurkhuu DORJ(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제주평화연구원-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공동학술회의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

장소 Yonsei University Helinox Hall

주최 제주평화연구원, 연세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주제 “Building Peace in East Asia How to Resolve the Security Crisis”

주요 참가자

김봉현(제주평화연구원장),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고상두(연세대학교 미래

사회통합연구센터장), 라종일(가천대학교), 김채한(한림대학교), 김민정(서울대학교), 김성진(덕성여자대

학교), 손기웅(한국 DMZ 연구 협회), 양운철(세종연구소), 이성현(국회입법조사처), 김지훈(충남대학교), 

Scott GATES( PRIO and Oslo Univ.), Ani Widyani SOETJIPTO(Universitas Indonesia), PAN Zhong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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